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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공격 대응 솔루션
IBM Trusteer Apex

APT 공격에 대한
현 대응 솔루션들의 한계
지나치게 세분화된 제품들

Trusteer Apex 아키텍처
해커들은 공격 대상이 선정되면, 공격 컨텐츠를 전달하여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엔드포인트 상에서 취약점을 발견 및 공격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주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주요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을 보입니다.

주요 공격에 대한 해결책 無

• 현재 시장에는 지나치게 세분화
된 엔드포인트 제품들이 존재

•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공격에는 막상 무용지물

- e.g., 샌드박스, 애플리케이션

- e.g., 제로데이 공격,  

컨트롤, 화이트리스팅

   자바 취약점 공격

운영과 관리의 어려움

Trusteer Apex솔루션은 해커들의 일반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격 및 위험리포트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개인식별정보 보호와 함께 내부 취약점을 진단/보호하고
악성파일 검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잡아내고 악성통신을 차단함으로써, 내부 정보가 외부 해커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최신 솔루션은 이해하기도
운영하기도 어려움

공격 전 단계

• 자동화된 치료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취약점 공격 단계
공격 컨텐츠
전달

취약점 공격

정보 유출 단계
악성코드
활동

악성코드 확인
및 검사

주요정보 접근

악성 통신

정보 유출

Endless

Endless

Endless

유형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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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오탐율

Many

Many

공격 컨텐츠
(IPS, sandbox)

악성 코드
(antivirus,
whitelisting)

취약점
(patching)

해커 위치
(C&C traffic
detection)

악의적 활동
(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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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Trusteer Apex
솔루션의 주요 기능

공격 및 위험리포트,
개인식별정보 보호

(Advanced Multi Layered Defense)

악성 파일 검사

취약점 보호

2차 전략
방어선

3차 전략
방어선

자바 락다운

악성 통신 차단

진행 단계

Trusteer Apex는 기업 및 기관의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으로서, 이는 아래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엔드포인트 내 여러 계층에서 침입을 방어하고,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며, 그간
수천만 개의 엔드포인트에서 수집한 다양한 공격형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계층 방어

1차 전략
방어선

그림 2. 엔드포인트 상에서 다계층 방어선 설정 및 보호를 통한 대응 아키텍처

Trusteer Apex의 다계층 방어를 위한 핵심 기술 요소

Comprehensive endpoint defense against
advanced threats

공격 및 위험 리포트 (Threat and Risk Reporting) NEW
Vulnerability Mapping and Critical Event Reporting

포괄적 솔루션 (Advanced Threat Analysis and Turnkey Service)

관리 편이성

(Low Operational Impact)

Tusteer Apex

Low overhead on IT /
security teams, transparent to end users

다이내믹 인텔리전스

(Dynamic Intelligence)
Advanced threat intelligence collected from
tens of millions of endpoints

❶ 개인식별정보 보호
•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피싱사이트 및
비기업용 사용에 대한
경고 및 사용금지

❷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보호

❸클
 라우드 기반
악성파일 검사

•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어

•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 취약점의 주요방어
포인트를 활용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방어

• 27개 안티 바이러스
엔진을 통합한 검사

NEW

❹ 자바 락다운

• 자바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에 대한 보호

Global Threat Research and Intelligence
그림 1. 예방적이고 사용편의적인 엔드포인트 솔루션

NEW

Global threat intelligence delivered in near-real time from the cloud

❺ 악성 통신 차단
• 악성코드 통신 차단
• 해커서버(C&C) 통신
차단 control
• 정보 유출 차단

1. 개인식별정보 보호

3. 클라우드 기반 악성파일 검사

사내 전사 시스템 사용 시 가장 우선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은 피싱사이트나 개인 사이트에 동일한 개인식별정보(비밀번호 등)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Trusteer Apex는 이에 대한 정책 설정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안티바이러스로서,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주는 시그니처 업데이트 없이 실시간 최신 악성코드 및 화이트리스트 정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안티바이러스: 엔드포인트에는 시그니처 업데이트 과정이 없음
화이트리스트의 관리

기업 사이트에 사용

피싱 사이트에 사용

개인식별정보 재사용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
Billions of
maliciousfile
signatures

허용된 사이트

피싱사이트

화이트리스트
데이터베이스
1 billion+
good files

27
AV Engines

허용되지 않은 기타 사이트

제출:           허용

파일 차단

• 사용 탐지  • 정책 적용
APT 공격 대응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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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정보

그림 5. Legacy threat protection with improved operability

그림 3. 다계층 방어선 설정 및 보호를 통한 Trusteer Apex 대응 아키텍처

4. 자바 락다운
언어의 특성 상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은 널리 알려져있고, 이를 이용한 공격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Trusteer Apex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행위의 위험도
정도에 따라 모니터링 / 차단 / 적용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보호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따라 프로세스의 적합 상태를 진단하여 취약점의 공격행위를 감시하여 허용 또는 차단을 결정합니다. 이는
특정 위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행위기반 방어 방법과는 구별되어, 행위의 시작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하는 Trusteer Apex
만의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악성애플리케이션과 일반애플리케이션의 구분
트러스티어와 IT 관리자에 의한 관리

애플리케이션 상태와 공격행위를 연계하여 상태진단

취약점 공격행위 감시

상태진단에 따른 행위허용 및 차단

애플리케이션 상태

낮은 위험도 행위 허가
예) 화면에 표시, 로컬 계산

공격 행위
steer Apex
Tru
plication
Ap

상태 지표

Write files

Ap

pl
ica
tion

신뢰 애플리케이션

Breach other
program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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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저장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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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it P

악성 애플리케이션

신뢰 애플리케이션
높은 위험도 행위 모니터링 및 관리

Alter registry

예) 파일쓰기, 레지스트리 변경

신뢰 애플리케이션
Other breach
methods

악성 애플리케이션

악성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상태확인
그림 4. 제로데이 공격 방어

그림 6. 자바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5. 악성통신 차단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하는 통신을 신뢰등급, 프로세스 형태, 해커서버의 IP등을 기반으로 판단하여 차단 또는 허용합니다.

신뢰등급 확인

프로세스 확인
steer Apex
Tru

악성 사이트

plication
Ap

사용자
실수로
인한 설치

DIRECT

COMMUNICATION

외부 네트워크

PASS-THROUGH

pl
ica
tion

Zombie
process

on

Ap

기존의
감염
바이러스

i
nt
ve
e
r
P
Exploit

허가 / 차단
해커서버(C&C)를
사용한 일반사이트
그림 7. 악성 통신 채널을 열려는 행위에 대한 차단

06:

이와 같이 다계층 방어를 위한 IBM Trusteer Apex 솔루션은 개인식별정보 보호에서부터 악성통신 차단에 이르기까지 5가지
핵심 기술로 이루어집니다.
APT 공격 대응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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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인텔리전스 역량을 바탕으로 방어, 탐지, 대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IBM의 End to End 보안 솔루션을 통해 귀사의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❶ Smarter Prevention

❸ Continuous Response

Trusteer Apex Endpoint
Malware Protection
NEW

IBM Security QRadar
Incident Forensics

Java Lockdown Protection granular control of untrusted
code, cloud-based file
inspection, and QRadar
integration

IBM Security Network
Protection XGS
NEW

NEW

❷ Security Intelligence

Advanced Threat Quarantine
integration from QRadar and
third-party products, inclusion
of Trusteer intelligence into XGS

IBM Security QRadar
Security Intelligence
NEW

❺ Open Integrations
Ready for IBM Security
Intelligence Ecosystem
NEW

IBM Emergency
Response Services
NEW

Data Node appliance, new flow
and event APIs, and QRadar
Vulnerability Manager scanning
improvements

Integrated forensics module with
full packet search and visual
re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creased global coverage and
expertise related to malware
analysis and forensics

❹ Global Threat Intelligence
IBM X-Force
Threat Intelligence

New functionality from
partners including FireEye,
TrendMicro, Damballa
and other protection
vendors

NEW

Detect
Prevent

Respond
Threat Intelligence Network

DYNAMIC PROTECTION AND ANALYTICS PLATFORM

NETWORK ｜ ENDPOINT

PHYSICAL ｜ VIRTUAL ｜CLOUD

SECURITY PARTNER ECOSYSTEM
그림 8. IBM End to End 보안 솔루션

New real-time sharing of
Trusteer threat intelligence from
100M+ endpoints with X-Force

